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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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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적인 광물 확보경쟁으로 광물 수입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

광의 재개발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동광산, 

가곡광산, 금산광산, 동양광산 등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광산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광물

가격의 상승, 현대식 장비의 도입, 자원처리 회수기

술의 발달 등으로 저품위 광물을 대량 처리함으로

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양광산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 최대 규

모의 단일 활석광산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고품

위 활석이 점차 고갈되고 활석 수입물량이 급증하

면서 경쟁력을 잃고 폐광되었다. 동양활석광은 백

운암질 기원으로 대부분 단체분리가 양호한 괴상으

로 산출되었다. 당시 순수 활석만 수선(hand picking)

한 후 46 µm 97% 이하로 분쇄하여 주로 국내 제

지용으로 판매되었으며, 고품위 수선 정광은 주로 

일본에 수출되었다. 현재 국내활석생산은 겨우 명

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며 대부분 중국에서 1차 분쇄

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품질요건에 맞도록 재가

공되고 있다.

  한편, 활석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플라스틱 충전제나 종이코팅용으로 요구되는 

고순도 활석의 생산이 줄고 있는데다, 제지 충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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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활석을 대체하는 GCC (ground calcium car-

bonate)와 PCC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지산업에서 활석

의 미래 용도는 피치제거제나 그라비어인쇄용 코팅

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Noon, 2008).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활석의 미래 시장

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제지 분야

에서는 종이의 품질과 공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새

로운 화학첨가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점착성 물질

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첨가제가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양한 점착

성 물질이 어떤 제지공정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 

신뢰성있는 점착성 물질 조절 대책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Hubbe et al., 2006).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제지용 첨가제를 사용하는 상

황이다(류정용 외, 200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착

성 물질인 피치 및 스티키를 조절하는 용도의 화학

첨가제는 피치와 스티키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화학

적 산소요구량(COD)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제

지공업은 특성상 용, 폐수에 의한 오염발생이 매우 

큰데,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에 처하게 되어 화학첨가제 사용량이 증가될수록 

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유기물 부하는 급증하게 되

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첨가제를 환경친화

적 약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형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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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2005).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키

는 지력증강제의 사용은 억제하고, 친환경 첨가제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형진과 신동욱, 2005)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활석의 

경쟁력은 피치 및 스티키 제거용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활석을 피치 및 스티키 제거용으로 연

구한 예는 1995년 조병묵 외(1995)가 유일하다. 과

거에는 단순히 분쇄만 한 활석이 제지업체에 안정

적으로 판매가 되었으므로 활석의 부가가치를 높이

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순도

와 백색도가 우수한 고품위 활석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석의 새로운 용도개발은 불필

요한 듯 보인다. 그러나 동양활석광산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이 광산에서 생산되었던, 수선한 활

석시료는 순도가 우수하다. 따라서 활석의 활용도

를 다양화하고 앞으로의 활석광산 개발에 대비하여 

친환경 제지용 피치 및 스티키 제거제로서의 활석

의 현황을 살펴보고, 용도개발의 가능성을 점검하

고자 하였다.

피치 및 스티키 제거제로서의 활석

  층상규산염 광물 중 2 : 1층형 삼팔면체아족으로 

분류되는 활석은 팔면체 양이온 자리가 모두 Mg
2+

로 채워지고, 층간 양이온이나 물분자층이 없는 가

장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문희수, 1995). 활석

은 삼사정계인 1A 구조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단사정계의 다구조형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Kogure et al., 2006). 활석의 화

학조성은 팔면체 자리 양이온의 내부치환이 거의 

없어 이상적인 구조식[Mg3Si4O10(OH)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문희수, 1995). 산업적으로 볼 때 

활석은 낮은 경도, 우수한 절연성, 고착성, 내화성 

등으로 제지, 고무, 요업원료용 충전제로서 널리 사

용된다(김건영, 2000).

  제지산업에서 활석은 충전제, 코팅제 또는 피치

(pitch) 제거제로 사용되고 있다. 활석의 다양한 용

도에는 모두 대체광물이 존재하지만, 펄프에 섞여

있는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기 위한 피치(pitch) 및 

스티키(stickies) 제거용 무기첨가제 용도로는 활석

이 거의 유일하다. 이는 활석이 소수성(hydrophobic)/ 

친유기성(organophilic)을 보이는 데다 경도가 낮은 

부드러운 판상형 광물이기 때문이다(Hayakawa et 

al., 2005). 실제로 활석의 표면에너지는 물의 표면

Fig. 1. Surface energy of selected materials including 

talc (Biza, 2001).

에너지인 73 mJ/m
2
보다 작은 35∼68 mJ/m

2
에 불과

하다(그림 1). 제지용 충전제를 비롯한 각종 산업원

료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500∼600 mJ/m
2 
범위의 

표면 에너지값을 갖기 때문에 친수성을 띠게 된다

(그림 1).

  일반적으로 제지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석을 

사용하여 피치 또는 스티키를 제거해 왔으나, 최근

에는 다양한 화학적 조절제를 첨가하여 이를 조절

하고 있다. 피치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의 수

지(resin)가 콜로이드상으로 분산된 물질로서 수지

산(resin acid), 지방산(fatty acid)과 triglycerides, 

sterols, steryl esters 같은 에스테르 등의 혼합물이

다(Koppinen, 2007). 이들은 끈끈하게 들러붙는 특

성이 있어 제지․펄프 기계에 퇴적되어 문제를 일

으키고 종이의 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피

치의 성분은 지역, 수종, 나무의 보관상태, 시간에 

따라 다양하다(Koppinen, 2007). 스티키는 특히 재

활용 종이에서 유래되는 접착제, 리그닌(lignin), 안

료 등의 점착성 물질이다(Hubbe et al., 2006). 피치

와 스티키같은 점착성 물질이 최근 더욱 문제가 되

는 이유는, 제지공정에서 공정수를 순환시켜 반복

적으로 사용하므로 점착성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

고 머무르게 된데다 종이의 재활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쇄기술과 접착제 제조 기술

이 발달하여 점착성 물질의 성분은 더욱 다양해지

고 있다(Hubbe et al., 2006).

  제지업계에서는 피치 및 스티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공정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제지용 화학첨가제를 개발하고 있

다. 그러나 제지용 화학첨가제는 피치나 스티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산시키

기 때문에 환경오염 발생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다양한 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역시 다양한 종



친환경 제지용 피치 및 스티키 제거제로서의 활석

－ 431 －

(a)                                                   (b)

Fig. 3. Model of talc as an adsorbent and detackifier (a) and absorbing to the surface of a large tacky particle (b) 

(Hubbe et al., 2006).

Fig. 2. Calculation model for enrichment in closed 

loops (Biza, 2001).

류의 제지용 첨가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첨가

제 사용량은 향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제지 첨가제 시장규모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SRT Consulting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 제지 첨가제 지출 규모는 약 160억 달러에 

달하였다. 제지 첨가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국가

들은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으로, BASF Paper 

Chemicals, Kemira Pulp & Paper, Ciba Specialty 

Chemicals, Ashland Hercules Water Technologies, 

Nalco Paper Services, Dow Chemical Company 등

이 세계적인 화학첨가제 제조업체들이다.

  제지공업은 방대한 양의 용수를 사용하고 이 결

과 배출되는 폐수는 하천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따

라 제지업체들은 용수를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순

환(closed-circuit)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Biza, 2001). 그러나 새로운 

용수를 사용하고 배출했을 때 피치가 제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순환 시스템에서는 피치가 상당히 

집적될 수 있다. Biza (2001)의 계산에 따르면, 30 

g의 펄프섬유에 300 mg의 수지가 묻어있다고 가정

했을 때, 순환용수 시스템에서는 약 14배 만큼의 

피치가 집적될 수 있다(그림 2). 이것은 화학적 피

치조절제가 피치를 분산시키기만 할 뿐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시스템 내에서 계속적으로 쌓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피치와 스티키를 물리적

으로 제거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수세(washing) 

등의 공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집적되는 피치의 

양은 2001년도에 Biza가 예측했던 수치보다는 적

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활석을 사용할 경우 수지는 

활석에 부착되어 펄프섬유가 이동됨에 따라 수세 

및 탈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집

적되지 않는다(Biza, 2001). 활석은 제지용 충전제

와 코팅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피치 및 스티키 

제거제로 사용하게 되면 종이의 질감이 부드러워지

고 광택이 증가되며 인쇄특성도 좋아지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Biza, 2001). 

활석의 피치 흡착 메커니즘

  활석이 어떤 방식으로 피치나 스티키 입자를 흡

착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활석에 점착성 물질이 들러붙는 방

식은 그림 3의 흡착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활석 

입자에는 친유기성을 보이는 층 사이의 판상 표면

(basal surface)과, 친수성을 보이는 모서리 표면

(edge surface), 두 종류의 표면이 존재한다(Hubbe 

et al., 2006). 점착성 입자들 중 작은 것은 친유기

성 표면, 즉 층 사이사이에 붙게 되고 큰 점착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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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SEM images of mine tailings (a) and (c) and a hand-picked talc ore (b) 

and (d) from Dongyang mine.

Fig. 4. SEM micrograph of talc particles on stickies 

surface (Huo, 2002).

자에는 여러 개의 활석 입자가 표면에 엉겨 붙게 

되어 점착성이 감소되는 것이다. 실제로 점착성이 

감소된 큰 스티키 입자 표면에 여러 개의 활석 입

자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4).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활석을 가공하여 비표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활석의 표면을 고분자 화합물

로 코팅하여 양전하를 띠도록 한 후 섞으면 슬러리

의 점성을 감소시키고 수지성 입자를 흡착하여 이

들 물질이 펄프나 제지장치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Allen et al., 1993; Cawood et 

al., 2005; Bacchin et al., 2006). 본래 층전하를 띠

지 않는 활석을 양전하를 띠도록 가공하는 이유는 

전체 시스템의 전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음전하

를 띄는 스티키 입자가 활석입자에 더 많이 붙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활석의 점착성 물질 흡착능을 좌

우하는 요소로는 입도와 광물조성의 영향보다 입자

의 비표면적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Guéra et al., 2005).

 

피치제거용 활석의 시장 규모

  2008년 전 세계 활석 생산량은 7.5백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생산량의 75% 이상을 16개의 기업

이 생산하고 있다. 특히 Rio Tinto Minerals (RTM)

의 활석부문 사업체인 Luzenac 그룹은 전 세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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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tent Number

(Date of Patent)
Title Assignee

KR
2004-0106329 

(04.12.17)
백색 피치 침착 처리

Ciba Specialty

Chemicals Water 

Treatments Ltd.

JP
2004-292998 

(04.10.21)
피치 흡착제 및 피치 트러블 방지법 日本製紙株式会社

US
20040065419 

(04.04.08)
Removal of contaminants from recycled paper fibers Luzenac America, Inc.

JP
2003-293276 

(03.10.15)
헌종이의 펄프화법 王子製紙株式会社

US
20030143144

(03.07. 31)
Additive and process for sticky control in recycled pulps Luzenac America, Inc.

US
20030096143 

(03.05.22)

Surface modification of talc to improve wettability and 

 increased affinity to cellulosic fibers
Luzenac America, Inc.

US
6074473

(00.06.13)
Low viscosity, high solids content slurry Luzenac America, Inc.

US
5798023

(98.08.25)

Combination of talc-bentonite for deposition control in 

 papermaking processes
Naco Chemical Company

KR
0006240 

(96.02.23)
제지용 피치 콘트롤제와 그의 제조방법 한국화학연구소

JP
287880

(94.10.11)
신문 고지 펄프의 피치 컨트롤 방법 本州製紙株式会社

US
5279664

(94.06.18)
Dispersing agents for comminuted solids

Angus Chemical 

Company

Table 1. List of important and recent patents on pitch control talc

석의 25%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oberts, 2010). 

Luzenac 그룹은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에 약 30

개의 활석광산 및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

대 활석생산 업체이다. 이 업체는 미국 몬타나주 

활석광산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활석을 가공하여 

Mistron
Ⓡ
이라는 상품명으로 제지용 충전제 및 피치

조절제로서 연간 2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활석 시장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미에서는 제지산업에 사용되는 활석의 90% 정도

가 피치조절제로 사용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약 75%

가 충전제 및 코팅제의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피치조절제로 사용되고 있다(Taylor, 2003).

  생산업체의 가격 비공개 방침에 따라 피치제거

용 활석의 가격이나 시장규모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지질조사소(USGS)에서 발행한 2008 Minerals Year-

book에 따르면, 활석 원광의 가격은 톤당 $31에 불

과하지만 가공된 활석제품의 가격의 평균 $125로, 

원광의 약 4배에 달한다.

피치제거제로서의 활석의 품질 요건

  피치제거제로서의 활석의 품질로 중요한 것은 

활석의 비표면적, 순도, 마모도이다. 활석은 50년 

이상 가장 널리 사용되던 피치제거제였으나, 중성 

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피치 제거제로서 부족하게 

되었다(Smith, 1995; Hayakawa, 2005). 따라서 근래

에는 피치제거 효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표면적

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석은 더욱 미분체로, 스티키 

제거용 활석은 양전하를 띠도록 가공되다. 활석의 

미분체화 기술에는 균질한 입도뿐만 아니라, 판상

의 층을 분리하여 박리시키는 기술이 중요하게 되

었다. 일반적으로 피치제거용 활석으로는 비표면적 

12 m
2
/g 이상, GE 백색도(GEB, TAPPI T524 로 측

정한 백색도) 78 이상의 평균 입도 2∼5 µm의 규

격이 요구된다(Harben, 2002).

  세계 최대 활석생산 업체인 RTM에서 가행 중인 

활석광산은 탄산염암 기원, 초염기성암(사문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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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규산질 또는 알루미늄 규산질암, 그리고 마그네

슘 퇴적암 기원으로 다양하다. 이중에서도 순도와 

백색도가 좋은 활석은 주로 탄산염암 기원의 활석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광산에서 채굴된 활석은 

수선, 레이저 영상분석, 부유선별 등을 거치면서 순

도와 백색도가 향상된다. 이후 소수성, 녹니석 함

량, Mg 함량 등 활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별 제품으로 가공된다. RTM에서 생산하는 Mistron 

활석의 순도는 최소한 96 ± 2%이며, 대부분 백운석

을 불순물로 포함하고 있다. 피치 및 스티키 제거

용 활석인 Mistron 100의 비표면적은 13.0 m
2
/g (d50

= 3.4 µm) 정도이고 소수성을 나타내는 접촉각 값

은 20 ± 2℃에서 thin layer wicking technique으로 

측정했을 때 82.0 ± 1.8°이다. GEB 값은 80, 비중은 

2.8, 10% 슬러리의 pH는 9.5, 흡유량은 58 ml/100 

g을 나타낸다. XRD로 분석한 Mistron 100의 순도

는 활석이 96% 이상, 백운석과 녹니석이 약 2% 내

외 함유되어 있다. 스티키 제거용 Mistron Plus는 

GEB 79, 제타 전위는 30 mV 이상, pH는 8 ± 1 

(55% 슬러리), 평균 입도 3.5 µm의 특성을 갖고 있

다. XRD 분석에 의한 Mistron Plus의 순도는 활석 

98% 이상이며 2% 이하의 백운석이 함유되어 있어

서, 고순도의 활석을 원료로 하여 제품화했으리라 

짐작된다. 

피치제거제용 활석의 기술개발 동향

  1990년 대 이후의 주요 특허를 표 1에 정리하였

다. 세계최대 활석생산 및 제조업체인 Luzenac이 

꾸준히 특허를 등록하고 있으며, 피치 제거용 활석 

제조에 필요한 원천기술 보유에 있어서는 독보적임

을 알 수 있다. Luzenac의 2000년 특허(6074473)에

서는 나트륨질산염을 15∼400 ppm 함유한 활석 슬

러리에 강한 염기인 NaOH를 사용하여 pH를 10.5 

로 만들어, 약 58%의 점토를 함유했음에도 슬러리

의 점성을 500 cpoise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기재

하였다. 일반적으로 활석 슬러리의 적정 점도 유지

가 가능한 슬러리 내 활석의 비율은 25∼45%까지

이다. 이 기술은 생산비용에서 봤을 때 생산자의 입

장에서는 활석 함량이 높은 슬러리가 유리하지만, 

점성이 높아 젤 형태가 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해 

개발되었다. 2003년에 등록한 특허(20030096143)

에서는 활석의 표면을 KOH 등 금속수산화물과 양

이온 고분자로 코팅하여 표면전하를 조절함으로써 

피치 또는 스티키 조절에 적합하도록 활석을 가공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등록된 특허(20040065419)

에서는 양전하를 띄는 활석으로 재생용지 섬유 슬

러리에서 밀랍(wax)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을 제시하였다. 밀랍은 재생용지 섬유 중에 섞여 

있는 대표적인 불순물이다. 양전하를 띄는 활석은 

불순물과 함께 복합체를 만들고, 이 복합체는 스크

린과 하이드로싸이클론을 거치면서 분리되는 원리

이다. 사용된 활석의 입도는 평균 2 µm 이상이었

다. 2006년에 출원한 특허(20060249050)에서는 양

이온성 고분자인 3급 또는 4급 아민으로 처리한 활

석을 펄프 슬러리에 첨가하여 스티키와 활석이 결

합하여 음이온성 스티키를 중성화시키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이렇게 가공한 활석의 소수성은 왁스 등 

스티키를, 양전하는 음전하를 띄는 다양한 불순물

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한 3급 아민은 

폴리에틸렌아민(PEI), 4급 아민은 폴리대드막(PD)

이나 폴리아민(PA)이다. PA 또는 PEI로 처리한 활

석은 소량을 첨가해도 스티키 제거효과가 PD로 처

리한 활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기술의 흐름과 유사하게, 학술논문에서도 

활석의 표면특성을 조작하는 연구와, 특히 활석의 

소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뤄지고 

있다(표 2). 프랑스 몽펠리에 제2대학교의 Charnay 

et al. (2001)은, 유기 양이온과 계면활성제를 사용

하여 활석의 소수성-친수성 표면의 면적을 계산하

였다. 스웨덴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의 Claes-

son은 활석입자와 소수성입자 사이의 힘을 정량적

으로 측정하기 위한 AFM 연구 등 입자표면에 작

용하는 힘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

다(Christenson and Claesson, 2001; Wallqvist et al., 

2006). 최근의 종이 재활용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스티키 입자의 활석 표면 흡착 메커니즘에 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Plymouth 대

학의 Gribble et al. (2010)은 다단계 흡착모델을 제

안하였다. 스위스의 GCC 생산업체인 Omya의 Gan-

tenbein et al. (2009)는 활석 외에 녹니석과 납석의 

피치 조절효과 비교연구에서, 활석이 유리하지만 

녹니석도 피치 제거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

다. 녹니석이 함유된 활석의 활용에 참고할만한 결

과이다. 한편, 피치 및 스티키 제거용 활석 제조 시 

활석의 미분쇄를 통해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고 활석

을 얇은 층으로 분리시키는 기술도 표면개질 못지

않게 중요하다. 티타니아 졸을 0.1 wt% 첨가하여 

볼밀에서 분쇄하거나(Ishimori and Senna, 1995), 

건식 볼밀 분쇄를 통해 층의 분리와 비표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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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Title Journal Year

Gribble C.M., Matthews G.P., 

Gantenbein D., Turner A., 

Schoelkopf J., Gane P.A.C.

Adsoption of surfactant-rich stickies onto mineral surfaces
J. Colloid

Interface Sci.
2010

Gantenbain D., Schoelkopf J., 

Hunziker P., Matthews G.P., 

Gane P.A.C.

Efficiency of colloidal pitch adsorption onto phyllosilicates : 

comparing talc, chlorite and pyrophyllite
Paper Chem. 2009

Beaussart A., Mierczynska- 

Vasilev A., Beattie D.
Adsorption of dextrin on hydrophobic minerals Langmuir 2009

Du H., Miller J.D.
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study of water structure 

and adsorption at talc surfaces

Int. J. Miner. 

Process
2007

Casanova H., Orrego J.A., 

Zapata J.

Oil absorption of talc minerals and dispersant demand of talc 

mineral non-aqueous dispersions as a function of talc content 

: a surface chemistry approach

Colloids Surf. 

A. 
2007

Bacchin P., Bonino J.P., Martin 

F., Combacau M., Barthes P., 

Petit S., Ferret J.

Surface pre-coating of talc particles by carboxyl methyl 

cellulose adsorption : Study of adsorption and consequences 

on surface properties and settling rate

Colloids Surf. 

A.
2006

Wallqvist V., Claesson P.M., 

Swerin A., Schoelkopf J., 

Gane P.A.C.

Interaction forces between talc and hydrophobic particles 

probed by AFM

Colloids Surf. 

A.
2006

Ulusoy U., Yekeler M.
Correlation of the surface roughness of some industrial 

minerals with their wettability parameters

Chem. Eng. 

Process
2005

Hayakawa S., Yordan J., 

Lasmarias V., Biza P., 

Williams G..

Papermakers experience with improved talcs for pitch and 

stickies control in Europe and North America
紙ぺ技協誌 2005

Lin Q., Meyer E.E., Tadmor 

M., Israelachvili J.N., Kuhl T.L.

Measurement of the long- and short-range hydrophobic 

attraction between surfactant-coated surfaces
Langmuir 2005

Meyer E.E., Lin Q., 

Israelachvili J.N.

Effects of dissolved gas on the hydrophobic attraction 

between surfactant-coated surfaces
Langmuir 2005

Luckham
Manipulating forces between surfaces : applications in colloid 

science and biophysics

Adv Colloid 

Interface Sci.
2004

Christenson H.K., 

Claesson P.M.

Direct measurements of the force between hydrophobic 

surfaces in water

Adv Colloid 

Interface Sci.
2001

Charnay C., Lagerge L., 

Partyka S.
Assessment of the surface heterogeneity of talc materials

J. Colloid 

Interface Sci.
2001

Allen L.H., Douek M.
Effectiveness of talc for pitch control in kraft pulp manufac-

ture

J. Pulp Paper 

Sci.
1993

Table 2. List of important and recent papers on pitch control talc

가 가능하지만, 오랜 분쇄 결과는 활석의 결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Sánchez-Soto et 

al., 1997). 유성볼밀을 사용한 분쇄 초반에는 층이 

분리되는 효과와 입도 감소, 비표면적 증가 등 유

용한 특성이 증대되지만, 더욱 미분쇄할 경우 입자

가 뭉치면서 활석의 광도(brightness)는 오히려 감

소된다(Dellisanti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분쇄장비의 각 분쇄단계별 분쇄효

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

렵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5년 조병묵 외(1995)가 

활석을 미분쇄한 후 스테아르산을 에탄올에 용해시

켜 분무코팅하여 표면을 개질시키고 피치제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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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CaO MgO SiO2 Al2O3 Fe TiO2 K2O Na2O MnO P2O5

Mine tailing 12.7 23.5 37.8 0.19 0.80 0.005 0.014 0.063 0.029 0.009

Hand-picked talc 0.08 28.2 61.3 0.3 0.71 0.004 0.045 0.26 0.004 0.002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ongyang talc

서의 가능성을 점검한 연구가 유일하다. 

피치제거제로서의 국내활석의 가능성

  국내 활석의 피치제거제 용도로의 가능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충북 충주 소재의 동양활석광산 옛 

야적지에서 폐석을 수집하고 광물학적 특성과 피치

제거제로서의 가능성을 예비 점검하였다. 수집한 

시료는 105℃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입도 2 mm

이하로 파쇄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컵밀(vibrating 

cup mill)을 사용하여 입도 45 µm 이하로 미분쇄하

였다. 광물의 동정 및 정량분석에는 X선회절분석

기(모델 X-Pert MPD, Philips, Netherlands)와 Siro-

quan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광물의 형상과 화학

조성 분석에는 EDS (모델 JEM 2300, Jeol Ltd., 

Japan)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모델 JSM 6380, 

Jeol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활석 원광의 화학

조성은 ICP-AES (Optima 5300DV model1, Perkin 

Elmer Co., USA)로, 백색도는 백색도 측정기(Whi-

teness tester, C100-3, Kett electric laboratory, Japan)

로, 비표면적은 N2가스 흡착 비표면적측정기(TriStar 

3000, Micromeritics, USA)로 측정하였다. 피치 흡

착능을 나타낼 수 있는 흡유량은 KSM ISO 787-5

에 따라 정제 아마인유를 사용하여 2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동양활석의 주요 불순물은 백운석과 활석이며(그

림 5a, 5c), 활석만을 수선한 광석에서는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5b). Siroquant로 분석한 결

과 불순물의 함량은 백운석 52 wt%와 석영 5 wt%

이었다. 폐석의 백색도는 85, 수선한 시료의 백색

도는 97로 나타났다. ICP로 분석한 활석 폐석의 화

학조성에서는 백운석으로 인해Ca의 함량이 높았으

며, 수선한 시료는 MgO 28.2%, SiO2 61.3%로, 이

론값인 31.88%, 63.37%에 가깝게 나타났다(표 3). 

한편, 컵밀로 분쇄한 시료의 평균 입도는 6.7 µm였

으며, 이 때 활석의 BET 비표면적은 22.0276 m
2
/g

으로 나타났다. 활석 미분체의 흡유량 측정을 위해 

크기 3 mm의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여 마모밀에

서 활석을 미분쇄하였다. 이 때 활석의 평균입도는 

3.7 µm이었으며, 흡유량은 91 ml/100 g으로 측정

되었다. 이 흡유량 값은 표면개질시킨 중국활석 분

체의 흡유량 62 ml/100 g (조병묵 외, 1995)이나 

Mistron 100의 흡유량 58 ml/100 g보다 우수하다. 

결론적으로, 동양활석 폐석 중에서 순수한 활석만

을 분리하여 미분화하는 것만으로도 비표면적과 흡

유량값이 Mistron 100보다 우수한 피치제거제로 사

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비표면적과 흡유량 이

외에도 피치제거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분체의 

침강특성, 피치제거율 등 추가적인 특성분석이 필

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개발될 동양

활석광산에서 순수한 활석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

면 제지용 충전제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개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결    론

  최근 국제 광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광물자

원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과거 동양 최대 단일 

활석광산이었던 동양광산도 포함되어 있다. 제지용 

충전제로서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활석은, 친환

경 피치 및 스티키 제거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

재 Luzenac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동양활석광산

에서 산출된 폐석의 순도, 백색도, 비표면적과 흡유

량 등을 예비적으로 점검한 결과 앞으로 동양활석

광산에서 과거 생산되었던 광석 수준의 채광이 가

능하다면, 활석만을 선별하여 피치 및 스티키 제거

제 제조가 가능하리라 본다. 일차적으로는 광물자

원의 새로운 용도 개발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친환경 첨가제를 상용화함으로써 환

경오염의 저감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이 창출하는 가치를 최대한 키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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